
DFS 5.1
펌프보호. 고 유량 또는 저유
량 제어.  막대그래프로 유량 
표시 및 오버 플로우 경보.

움직이는 부품없이 몇 분 안에 설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배관 외부에 DFS 5.1 도플러 유량 스위치
탐촉자를 설치 합니다. 탐촉자는 고주파 사운드를 배관 벽
을 통해 이동 중인 유체에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유체의 입
자 또는 기포로부터 음퍙 펄스가 탐촉자에 반사됩니다.

“어려운” 액체에 이상적, 비접촉식,

산, 부식제, 윤활유, 화학 물질, 연마제, 폐수 및 슬러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유체의 유량을 정확하게 제어 할 수 있
습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며, 탐촉자의 유지 보수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유량 시스템이 완전히 동작하는 동안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유체와 접촉하지 않으며 배관에 구멍을 뚫지 않습
니다. 유량 측정시 탐촉자에 오염이나 이물질의 축적이 없습
니다.

배관 절단 및 압력 강하 없음. 탐촉자 
오염 없음. 유지 보수 필요 없음.

DFS 5.1 도플러 유량 스위치를 설치하고 교정하는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DFS 5.1 배관에 흐르는 대부분의 유
체를 제어합니다. 탐촉자는 12.7mm ~ 4.6m 의 모든 배관의
외부에 설치됩니다.

• 처리수
• 미처리 하수

• 점성 액체

• 산성
• 식품 생산

• 오일 & 페인트

• 슬러지/슬러리

• 용매 &
화학 물질

• 펄프
•탄산수
•냉각수

손쉬운 교정

DFS 5.1 제어 계전기는 0.79m/s ~  3m/s(3.1in/s  ~  9.8ft/s)
의  유속에서  켜고  끄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의  ON/OFF  설정  점에  대해  두  개의  연결구를 삽입
하거나 Hi 또는 Lo 경보에 하나의 연결구만 삽입합니
다. 계전기 작동 시간 지연을 0 ~ 80초로 설정합니다.

Greyline

클렘프 온 유량 탐촉자는 배관을 
절단하지 않고 설치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음

쉬운 교정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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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펌프 수리 비용 및 가동 정지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DFS 5.1 클렘프 온
탐촉자는 유량을 차단하거나 배관을 절단하지 않고 몇 분 안에 설치 할 수 있습
니다. 조정 가능한 계전기 시간 지연을 사용하여 펌프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현성은 전체 범위의 ±0.1%(003m/s(0.1in/s))입니다. 움직이는 부품은 없습니다.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렘프 온 탐촉자는  측정하는 유체와의 접촉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
다. 

         
스테인레스강 하우징에 밀폐 된

  
           DFS  5.1    탐촉자는 최대

     
69Kpa(10psi)의 물에

잠기거나 습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152.4  m  (500  ft) 까지 탐촉자 연장 동축 케이블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케이블 및 정션 박스는        
  

별도로 주문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설치 중에 필요에 따라 자르거나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유량 스위치는 케이블 길이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조정이나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유체를 위한 설계

 DFS  5.1 도플러 유량 스위치는          기포 또는 고체 입자, 화학 물질, 슬러리,
슬러지, 하수, 

  
         점성 액체,  폐수, 부식제 

  
및 연마제가 포함된 유체의 유량 

제어에 권장됩니다.        
        

초음파 탐촉자는 배관 벽을 통해 흐르는 유체에 고주
파를 내보냅니다. 음향 펄스는 지속적으로 탐촉자에 반사되며    

         
DFS 5.1은

반사된 주파수 이동을 측정하여 유속을 계산합니다.

DFS 5.1 유량 스위치에  포함 사항:
• 조정 가능한 ON/OFF 계전기 설정

• 조정 가능한 시간 지연

• 유량 막대 그래프

• 계전기 LED

  
DFS펌프 보호, 밸브 제어 및 유량 유/무 경보에 

 
5.1을

사용하십시요. 

  

폐수, 하수, 슬러리, 슬러지, 연마제 및 
화학 물질과 같은 

    
      

“어려운” 

 

유체 또는 기포나 고체 입자
가 포함된 유체에 이상적입니다. 

  

       
표준 탐촉자는 

  
    직경 

12.5
 

mm
 

(0.5
 

in)
 

이상의 배관에 설치됩니다.
  

G R E Y L I N E  D F S  5 . 1

SOUND WAVE
TRANSMITTED
FROM SENSORBUBBLES OR SOLIDS

REFLECT SOUND

SOUND WAVES
REFLECTED
BACK TO SENSOR

SENSOR

펌프 보호에 이상적

신뢰성 & 반복성

탐촉자 케이블 연장 가능

반복 & 신뢰 할 수 있는 유량 제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02-2636-0009(대)  FAX: 02-2636-4753 



I N F O @ P U L S A R M E A S U R E M E N T . C O M   

기술 사양

탐촉자: 모델 - SE4, 싱글-헤드, 316SS , 초음파  6m(19.7ft) 차폐 케이블 및 스테인레스강 설치 키트 포함

동작 온도:
(탐촉자) -40 °C ~ 150 °C (-40 °F ~ 300 °F)

전자회로 본체: 투명함 폴리카보네이트, NEMA4X(IP66)

정확도: ±2%, 최소 100 미크론 크기의 고체 입자 또는 기포 필요, 최소 농도75 ppm.
재현성: ±0.1%

전원 입력: 100-240 VAC 50-60 Hz (옵션 참조), 옵션에 따라 최대 10VA
제어 계전기: 5 A DPDT
설정 값: 0.79m/s ~ 3m/s (3.1in/s ~ 9.8ft/s)에서 ON / OFF 조정

동작 온도  
(전자회로): -23 °C ~ +60 °C (-10 °F ~  +140 °F)

배관 직경: 12.7mm ~ 4.6m(0.5in ~ 15ft)의 배관

포장 무게
(대략): 3.6 kg (8 lb)

승인: CE, cCSAus

표준 기능

설정 값: 별도의 ON/OFF 설정 값으로 현장 조정 가능 또는 고 유량 및 저 유량 경보 모드선택

표시: 유량 LED 막대 그래프, 계전기 상태 LED
시간 지연:  0 ~ 80초 설정 가능

AC 전원 입력 및 탐촉자

탐촉자: 설치 브라켓 클렘프 및 접착 컴파운드 포함 

옵션 

탐촉자 케이블: 탐촉자에 연결된 15.2m 또는 30.5m (50ft 또는 100ft)의 RG62AU 동축 케이블,
정션 박스로 최대 152.4m(500ft)까지 연장 가능

탐촉자 설치 클렘프: 스테인레스강, 조절 가능

전원 입력: 12-24 VDC (±10%), 최대 3W

유체

응용

:
최소 크기 100미크론의 고체 입자, 최소 농도 75ppm 유체 및 각 종 이물질 및 기포가 포함된 유체에 
권장됨.

탐촉자 설치
위치:

수직 또는 수평 배관에서 원활한 밸브 및 유량 제어를 위해 엘보우 또는 티(난류 발생)에서 배관 직경의 6 ~ 
10배 , 펌프에서 배관 직경의 30배 위치에 설치 권장.

배관 재질:
강철, 주철, 스테인레스강, PVC, 유리 섬유등 소리를 전달하는 배관 재질.
헐거운 삽입 라이너가 있는 배관이나 에어 포켓이 있는 배관 재질(예: 콘크리트 또은 목재등)은 
피하십시요.

일반 사양

전기 서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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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 5.1 도플러 유량 스위치

 DFS  5.1  유량 탐촉자는 배관을 절단하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으며 탐촉자를 외부에 설치하는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
으므로 

           
유량의 흐름을 정지하지 않고 설치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스위치/전자장치 본체는 탐촉자에서 기본 

          
                6

 
m

 
(19.7

 ft) 떨어진 곳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옵션으로 최대         152.4 m (500 ft)  까지 설치하여 펌프, 경보, 밸브 또는 기타 장비에
대한 배선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조정 및 전기 배선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DFS  5.1  계전기 시간 지연은 난류 흐름에서 오버되는 경보 및 계전
기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0

  
~80

 
초 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스위치 선택 가능한        “정상” 및   “고장” 동작 모드를 포함

합니다.

SE4 ULTRASONIC
DOPPLER SENSOR

20 ft / 6 m3.375” / 85 mm1.375”
35 mm

1.5”
38 mm

END
VIEW SIDE VIEW

 3.54 in

 90 mm

 4.72 in

120 mm
Mounting

4.2 in

107 mm

Mounting

2.24 in / 57 mm

2.42 in

61.5 mm

SIDE VIEWFACE VIEW

DFS 5.1
FLOW SWITCH

DFS 5.1 설치 도면 앞면 & 옆면 SE4 초음파 도플러 탐촉자

DFS 5.1 유량 스위치 선택:
• 측정 유체와 접촉하지 않음

• 유량 방해 없음 - 압력 강하 없음

• 탐촉자는 배관 외분에 쉽게 설치

• 배관에 유량이 흘러도 설치 가능

•압력, 비중 및 전도도에 민감하지 않음

• 배관을 절단할 필요가 없음
• 유체와의 물리적인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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